
매트  
 * 부드러운 종이 절단 시

천 절단용 시트  

표준 매트 저접착 매트
아플리케용  

다림질 접착 시트 
(하얀색 뒷면)

고접착  
원단 서포트 시트

재료 및 두께

종
이

프린터 종이 80 g/m²(0.1 mm) X
스크랩북 종이(얇은) 120 g/m²(0.15 mm)

스크랩북 종이(중간 두께) 200 g/m²(0.25 mm)  *
카드스톡(얇은) 200 g/m²(0.25 mm)  *
카드스톡(중간 두께) 280 g/m²(0.35 mm)  *
양피지, 트레이싱 종이 0.07 mm
포스터 보드(얇은) 280 g/m²(0.35 mm)
포스터 보드(두꺼운) 400g /m²(0.5 mm)

천

얇은 코튼 천(퀼트 조각용) 0.25 mm
얇은 코튼 천(퀼트 조각 이외) 0.25 mm
플란넬(퀼트 조각용) 0.6 mm
플란넬(퀼트 조각 이외) 0.6 mm
펠트 1 mm
데님 14 oz 0.75 mm

기
타

플라스틱 시트(PP) 0.2 mm
비닐 0.2 mm
자석 0.3 mm
스티커 또는 씰 0.2 mm

칼날 눈금설정

* 하프 컷

자르기 압력설정
자르기 칼날 

표준칼날 
(청록색)

깊이 자르기 칼날 
(보라색)

재료 및 두께

종
이

프린터 종이 80g/m²(0.1mm) 3 -1

스크랩북 종이(얇은) 120 g/m²(0.15 mm) 3.5 0

스크랩북 종이(중간 두께) 200 g/m²(0.25 mm) 4 0

카드스톡(얇은) 200 g/m²(0.25 mm) 4 0

카드스톡(중간 두께) 280 g/m²(0.35 mm) 5 0

양피지, 트레이싱 종이 0.07 mm 3 0

포스터 보드(얇은) 280 g/m²(0.35 mm) 5.5 0

포스터 보드(두꺼운) 400 g/m²(0.5 mm) 7.5 4

천

얇은 코튼 천(퀼트 조각용) 0.25 mm 4 4

얇은 코튼 천(퀼트 조각 이외) 0.25 mm 4 4

플란넬(퀼트 조각용) 0.6 mm 6.5 4

플란넬(퀼트 조각 이외) 0.6 mm 6.5 4

펠트 1 mm 5 5

데님 14 oz 0.75 mm 5.5 6

기
타

플라스틱 시트(PP) 0.2 mm 4 0

비닐 0.2 mm 4 0

접착 공예 비닐(뒷면 시트: 0.1 mm) 0.07 mm 1.5 * -1

자석 0.3 mm 5.5 0

스티커 또는 씰 0.2 mm 4 0

스티커 시트(뒷면 시트: 0.15 mm) 0.15 mm 2 * -1

홀더 캡의 끝1	

자를 재료2	

칼날 끝의 길이3	

칼날을 홀더에서 조금만 * 
빼더라도 커팅할 수 있습니다. 
칼날을 너무 많이 빼면 칼날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KO  빠른 설정가이드
먼저 제품 안전 가이드의 “중요 안전 수칙”을 읽어주세요.
자세한 지침에 대해서는 작동 설명서(CD의 PDF 버전 또는 인쇄 버전)를 참조하세요.

또한 작동 설명서는 부라더 솔루션 센터(http://support.brother.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 
있습니다.

칼날 길이 조정

자르기 압력 조정
칼날 길이를 조정한 후에도 재료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을 경우 자르기 압력을 조정하세요.* 

매트에 재료 부착

참고
라메나 포일처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장식층이 덮인 공예 종이나 천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시험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기기 바닥의  ●
스캐너 유리를 청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다음 표대로, 자를 재료에 적합한 칼날과 매트를 조합하여 사용하세요.  
(기기 모델에 따라 추가 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날 길이 및 절단 압력을 조정하세요.

a

b

c

3

위의 표를 참조하여 칼날 길이를 표시된 
설정으로 설정하세요.
재설정한 후에도 재료가 깨끗하게 * 
절단되지 않을 경우 설정을 0.5 로 
올리세요. 0.5 이상으로 설정을 올린 
후 재료를 커팅하면 너무 많은 칼날이 
나와 파손됩니다. 칼날이 파손되면 더 
이상 커팅할 수 없습니다.

캡을 우측으로 완전히 돌려 칼날 
끝을 최대한으로 확장하세요.

참고
칼날 길이를 조정한 후 시험  ●
커팅을 해보세요(본 시트 뒷면 
참조).

보호 시트를 떼어 내세요.
매트에서 떼어 낸 보호 시트는 버리지 * 
말고 보관하세요.
접착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후 보호 * 
시트를 매트의 접착면에 부착하세요.

재료를 매트에 부착하기 
전에, 매트의 접착면 
모퉁이에 시험 부착을 
하세요.

재료의 모든 부위를 매트에 
단단히 부착하세요.
주름이나 말린 부분이 * 
없는지 확인하세요.

종이가 있는 경우 �

기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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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작동 패널1	

캐리지2	

손잡이3	

투입 슬롯4	

전면 트레이 커버5	

USB 포트(USB 플래시 드라이6	

브용)

슬롯7	

DC 전원 잭8	

AC 어댑터9	

AC 전원 코드0	

스캐닝 글래스(기기 하단)A	

복사 용지 및 부드러운 용지와 함께 저접착 매트를 * 
사용하세요. 
표준 매트에는 고접착 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료가 매트에 고착되어 매트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1 2

4
재료를 매트의 
접착면에 
부착하세요.

아플리케용 다림질 접착 시트:
다양한 패턴을 절단할 수 있도록 천을 보강합니다. ●
천 뒷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원래 질감이 변경될 수  ●
있습니다.
표준 매트에 사용하는 경우.  뒷면에 다림질 접착 * 
시트가 있는 천을 고접착 원단 서포트 시트가 있는 
매트에 직접 배치하지 마세요.

고접착 원단 서포트 시트:
이 접착 시트를 표준 매트에 부착하면 매트의 접착  ●
강도가 증가합니다.
모양에 따라 패턴이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을 수  ●
있습니다.

 자르기 칼날(칼날 홀더) ●	이 표에서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작업물을 만들기 전에 동일한 재료로 시험 자르기를 하세요. 매트 선택 ●	이 표에서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동일한 재료로 시험 부착을 하세요.

천이 있는 경우 �
위의 표를 참조한 후 천 절단용 시트를 
사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시트에 포함된 지침을 
참조하세요.

3

보호 캡을 제거하세요.
사용한 후 칼날을 홀더에 * 
삽입하고 보호 캡을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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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스파츌라)을 사용하여 절단 
패턴을 벗겨 내세요.

재료를 벗기세요.

7

“Cut (자르기)”를 
선택하세요.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자르기를 
시작하세요.

“투입 버튼”을 눌러 매트를 꺼내세요.

5 64

패턴 정렬을 확인하세요.

“Pattern (패턴)”을 
선택하세요.

시험 패턴을 선택하세요.“Test (시험)”키를 
터치하세요.

“Set (설정)” 키를 
터치하세요.

매트를 수평이 되게 잡고 
삽입하세요.
투입 롤러 밑에 * 
들어가도록 매트를 
삽입하세요.

“투입 버튼”을 눌러 
매트를 로드하세요.

1

2 3

재료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을 
경우 본 시트 앞쪽의 “칼날 길이 
조정”을 참조하여 칼날 길이를 
조정하세요.

재료가 깨끗하게 절단되면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세요.

시험 자르기

홀더 설치

홀더 캡을 돌려서 
제거하세요.

솔을 사용하여 찌꺼기, 보풀 
및 먼지를 털어 내세요.
칼날을 만지지 마세요.* 

기기를 끄고 작동 패널을 접으세요.
기기 바닥의 탭을 누른 채로 커버를 당겨 올리세요.

보풀 없는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꽉 짠 다음 기기 바닥 
내부의 스캐너 유리를 닦으세요.

커버의 탭을 설치 슬롯의 노치에 끼운 다음 커버를 기기에 
부착하세요.
청소 후 시험 스캔을 하세요.* 

1

노치1	

홀더 잠금 레버를 올리세요.

홀더를 캐리지에 
삽입하세요.

홀더 잠금 레버를 아래로 
누르세요.

기기를 켜세요.
홀더를 설치하기 전에 기기가 켜져 있는지 * 
확인하세요. 기기가 꺼져 있을 때 홀더가 
설치되면 칼날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Pattern (패턴)”을 
선택하세요.

1

5

패턴 범주를 선택하세요.

2

패턴을 선택하세요. 패턴을 편집하세요.

3

패턴 정렬을 확인하세요.

4

패턴 정렬을 변경하세요.

선택한 패턴 자르기(클로버)

“OK(확인)”키를 
터치하세요.

6
“시험 자르기”의 3  

단계부터 시작하여 절차를 

계속하세요.

“Scan (스캔)”을 
선택하세요.

1

“투입 버튼”을 눌러 매트를 
로드하세요.

5

“Direct Cut (바로 자르기)”
를 선택하세요.

2

원본(소인이 찍힌 용지, 인쇄 
용지/스티커 등)을 매트에 
부착하세요.

3

“Direct Cut (바로 자르기)” 
기능: 원본 그림을 스캔하여 
윤곽선을 잘라 낼 수 
있습니다.

4

매트를 수평이 되게 잡고 삽입하세요.

“Direct Cut (바로 자르기)” 모드를 사용하여 재료에 그려진 패턴 자르기

“OK(확인)”키를 터치하세요.

7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스캐닝을 시작하세요.

6

“OK(확인)” 키를 터치하세요.

8

자를 영역을 선택하세요.

“투입 버튼”을 눌러 매트를 
꺼내세요.

11

“Cut (자르기)” 키를 
터치하세요.

9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자르기를 시작하세요.

10

주걱(스파츌라)을 사용하여 
절단 패턴을 벗겨 내세요.

재료를 떼어 내세요.

12

홀더 청소
사용한 후마다 홀더를 청소하세요.

스캐닝 글래스 청소
이미지, 디자인 또는 사진이 절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제대로 스캔되지 않는 경우 스캐닝 글래스를 청소하세요.


